
수수료 면제 양식 지침 

FW 001 양식: 법원 수수료 면제 요청 

첫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오른쪽 칸을 완료하십시오. 

1. 오른쪽 두 번째 칸: 카운티와 법원 주소를 기입하십시오. 이 정보는 

소송의 소환장 및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2. 오른쪽 세 번째 칸: 사건 번호를 기입하십시오. 이 정보는  소송의 

소환장 및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3. 오른쪽 네 번째 칸: 사건 이름을 기입하십시오. 사건 이름은 

임대인의 이름 대 세입자의 이름입니다. 

첫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항목 1부터 항목 6까지를 완료하십시오. 

1. 항목 1: 귀하의 이름, 주소, 전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. 
2. 항목 2: 고용되어 있는 경우 직책, 고용주 이름, 고용주 주소를 

기입하십시오. 

3. 항목 3: 변호사가 없는 경우 '직접변론'(self-represented)이라고 

기입하거나 비워 두십시오. 

4. 항목 4: '상급 법원' 옆의 첫 번째 칸에 체크하십시오. 
5. 항목 5: A, B, 또는 C 확인란 세 칸 중에한 칸만 체크하십시오. 

a. 나열된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A칸에 체크하십시오. 귀하가 

받는 공공 혜택 옆 확인란에 체크했는지 확인하십시오.  

b. 위의 A칸 옆에 제시된 공공 혜택을 받지 못했고 월 가구소득이 

제시 금액 이하인 경우 B칸에 체크하십시오. 이 칸을 선택하면 

두 번째 페이지의 7번, 8번, 9 번 항목을  작성해야 합니다. 

c. A칸이나 B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칸에 체크하십시오.  

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두 번째 페이지 전체를 작성해야 

합니다. 

6. 항목 6지난 6개월 동안 법원에 법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 경우 

이 칸에 체크하십시오. 

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이름을 기입한 다음 하단에 서명하십시오.  

두 번째 페이지에 귀하의 이름과 사건 번호를 맨 위에 기입하십시오. 

첫 페이지에서 5(b)칸과 5(c)칸을 체크한 경우에만 나머지 두 번째 

페이지를 작성하십시오. 



1. 첫 페이지에서 5(b)칸에 체크한 경우 7번, 8번, 9번 항목을 

작성하십시오. 여기에 가구의 월 소득을  기입하십시오. 

2. 첫 페이지에서 5(c)칸에 체크한 경우 두 번째 페이지 전체를 

작성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가구의 월소득, 가구 소유의 돈과 

재산, 가구의 월별 공제 및 지출이 포함됩니다. 

 

 
FW 002 양식: 법원 수수료 추가 면제 요청 

참고:  귀하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여 

제출해야 합니다. 

다음과 같이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 칸 기입을 완료하십시오. 

1. 오른쪽 두 번째 칸: 카운티와 법원 주소를 기입하십시오. 이 정보는 

소송의 소환장 및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2. 오른쪽 세 번째 칸: 사건 번호를 기입하십시오. 이 정보는  소송의 

소환장 및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3. 오른쪽 네 번째 칸: 사건 이름을 기입하십시오. 사건 이름은 

임대인의 이름 대 세입자의 이름입니다. 

다음과 같이 항목 1부터 항목 6까지 완료하십시오. 

1. 항목 1: 귀하의 이름, 주소, 전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. 
2. 항목 2: 변호사가 없는 경우 '직접변론'(self-represented)이라고 

기입하거나 비워 두십시오. 

3. 항목 3: 법원에서 승인 한 최근 수수료 면제 요청 날짜를 

기재하십시오. 없는 경우 공백으로 두십시오. 

4. 항목 4: 최근에 법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 적용되는 

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. 

5. 항목 5: 법원이 면제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항의 확인란에 

체크하십시오.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첫번째 확인란 '배심원 

요금 및 비용'(Jury fees and expenses)을  선택하십시오. 

6. 항목 6: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

설명하십시오. 날짜를 쓰고 이름을 기입한 후 하단에  

서명하십시오. 



FW 003 양식: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 

다음과 같이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 칸 기입을 완료하십시오. 

1. 오른쪽 두 번째 칸: 카운티와 법원 주소를 기입하십시오. 이 정보는 

소송의 소환장 및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2. 오른쪽 세 번째 칸: 사건 번호를 기입하십시오. 이 정보는  소송의 

소환장 및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3. 오른쪽 네 번째 칸: 사건 이름을 기입하십시오. 사건 이름은 

임대인의 이름 대 세입자의 이름입니다. 

다음과 같이 항목 1부터 항목 2까지 완료하십시오. 

1. 항목 1: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. 
2. 항목 2: 변호사가 없는 경우 '직접변론'(self-represented)이라고 

기입하거나 비워 두십시오. 

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의 상단에 귀하의 이름과 사건 번호를 

기입하십시오. 

이 양식에 이 외의 다른 내용은 기입하지 마십시오. 나머지는 법원에서 

작성합니다. 


